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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판타지적 요소와 등장인물 자아일치성의
후광효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송중기의 옥외 포스터 광고를 중심으로
구슬기 단국대학교 광고홍보전공 석사
김정렴 단국대학교 광고홍보전공 박사
전종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1)

본 연구는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대상으로 드라마의 스토리 인식과 주연배우인 송
중기의 자아일치성이 드라마 종영 이후 송중기가 광고모델로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태도,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드라마의 판
타지 스토리에 대한 인식과 송중기의 자아일치성은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연배우 송중기에 대한 시청자 자아일치성 인식은 구매의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와 관련한 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광고태도가
브랜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태도는 구매의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성공을 거둔 배우들이 드라마 종
영 이후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마케팅 효과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무적으
로도 광고모델 선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판타지 스토리, 주연배우 자아일치, 후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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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은 성공적인 드라마가 많이 방영된 해이다. tvN의 <응답하라 1988>
을 시작으로, <시그널> 등이 큰 관심을 끌었고 지상파에서도 <태양의 후예>가
수도권 최고 시청률 40%를 넘어서고 드라마와 관련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태양의 후예>의 성공은 배우 송중기의 전역 이후 첫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송혜교와 같은 인지도 높
은 배우의 후광효과, 그리고 130억 원이 투자된 사전제작 드라마로서의 완성
도 및 판타지를 주제로 한 드라마의 흡인력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으
로 보인다. 드라마 속 배우들을 패러디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예능프로그램
을 통해 확산되면서 드라마의 화제성을 더 높였고,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태양의 후예2> 제작에 대한 계획도 고려되고 있다(조민정, 2016).
드라마의 성공여부는 일반적으로 시청률로 판가름이 나는데,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은 1차적으로 방송광고 판매 수익으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광고 판매 외
에 다양한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를테면 드라마의 해외 판권과 같
이 제작사나 방송사에게 주어지는 수익도 있지만 드라마 내에 소개된 제품의 판
매 증가, 촬영지로의 관광객 증가 등 다변화하고 있다. 고동욱(2016)은 드라마
의 성공으로 인한 부가적 가치의 합이 1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특히
한류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을 적용한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을
추진하여, 중국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출연배우들의 인
기도 높아졌다. 주인공 송중기가 출연한 중국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쾌락대본
영>은 2016년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다고 한다. 송중기와 <태양의 후예>의 인기
는 중국 정부에 의한 한한령 이전의 최고 성공으로 평가 받고 있다.
흥행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을 광고업계에서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드
라마 시청자에 대한 효과를 고스란히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이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배우 캐릭터의 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이다. 이전에 성공
한 드라마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후예>도 드라마의 흥행과 더불어 주연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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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송중기와 송혜교는 광고모델로 적극 활용되었다. 여자주인공 송혜교는 드
라마에 PPL로 참여하였던 생수 아이시스의 모델과 함께 많은 제품의 광고모델
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자주인공 송중기는 하이트, KT GIGA, 루헨스
정수기, 페리오 펌핑 치약, 동원참치, 코롱 스포츠 워킹화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하였고, 보도에 의하면 드라마 종영 이후 100개가 넘는 제품
의 광고모델 섭외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태양의 후예>의 성공과 더불어 송
중기는 2016년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었다(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 2016).
본 연구는 성공한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배우가 상업 광고에 모델로 기용되
는 경우에 모델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드라마와 관련한 광고 효과의 기존 연구는 대체로 드라마의 전개상에서 노출
되는 간접광고(PPL)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Gupta & Lord, 1998; 김재휘,
안정태, 2004; Lehu & Bressoud, 2008; 이은용, 강선아, 이수범, 2015), 프
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걸진, 최해광, 2004; 이혜갑, 류경민,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한 드
라마의 등장인물이 특정한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할 때 얻게 되는 광고 효과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의 성공이 어떻게 배우의 광
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스
토리 요인과 남자주인공 송중기를 대상으로 배우로서의 시청자 인식이 출연
광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후광효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의 두르러진 특징이 어떤 사물에 대한 다른 특성을 평가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개념의 후광효과를(Blum & Naylor, 1968) 바탕으로 드
라마의 스토리와 드라마를 통해 구축된 주연배우의 이미지가 광고태도, 브랜
드태도, 구매의도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연구모델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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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1) 후광효과
후광효과는 웰스(Wells, 1907)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한다. 후광효과는 학자마다 개념 정의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
는데, 웰스(Wells, 1907)의 주장이 대상에 대해 갖는 전반적 생각이 그 대상의
세부적 특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블룸과 네일러(Blum &
Naylor, 1968)는 대상이 가진 한 가지 뚜렷한 특성에 대한 평가가 대상의 전반
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이 가진 세부 특성들 사
이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평가자의 논리적 오류로 보는 관점
도 있다(Newcomb, 1931). 종합해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분 혹은 전체적인 인상이 그 사물 또는 그 사람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후광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마케팅 분야에서는
브랜드와 관련하여,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여러
특성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밝혀냈다(Bass & Talarky,
1971). 전상민과 여정성(2002)은 브랜드와 캐릭터의 후광효과 연구를 통해 브
랜드의 후광효과가 캐릭터의 후광효과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 수용자
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후광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캐릭터라는 개인적인 대상보다 더 큰 후광효과를 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미령과 임미자(2016)는 식품 및 소비재 제품의
성분 표시 연구에서 특정 성분의 무첨가 표기를 하게 되는 경우, 후광효과로
인해 더 건강한 제품으로 평가하고, 첨가물과 관련 없는 성분들에 대해 더 좋
은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후광효과는 제품 브랜드뿐만 아니
라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원산지 국가의 이미지가 원산지 상
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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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광효과를 발휘하여 해당국의 기업이나 해당국 제조 표시 상품에 대해 호의
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품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적은 경우
에 제조국의 이미지가 후광효과의 원천이 되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였다(Schiffman & Leslie, 1992).
후광효과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정리하면 특정한 맥락에서의 한 대상의 특
성이 다른 상황적 맥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후광효과는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성공한 드라마의 후광효과가 드라마와 연관성을 갖는 광고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드라마의 특성들이
드라마 종영 후 드라마에 등장했던 배우가 기용된 광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특성이 후광효과의 원천이 되어 수용
자의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위계적인 구조를 연구모델화
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2) 판타지 스토리
드라마와 같이 영상화된 콘텐츠는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나 배우의 스타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청자의 선택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이야기 즉 스토리는 콘텐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권
호영 외, 2009). 스토리는 많은 정보를 구조화시켜 수용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특히 서사의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콘텐츠에
서 그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김명석 외, 2009). 스토리의 효과도 다양한 요
인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보면 스
토리의 유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스토리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스
토리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김충현·이수
범·오승현, 2011), 소비자의 공감이 기업의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나타났다(황사연·권영진·안대천, 2016). 기업의 홍보에 활용
된 콘텐츠의 스토리 효과 연구에서도 스토리 유형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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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연상과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종우·김정
렴, 2015). TV드라마 스토리의 직접적인 역할에 대한 김재휘와 이해양(2003)
의 연구는 TV드라마의 스토리에서 유발한 정서가 그 속에서 제시되는 PPL의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TV드라마의 스토리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의 후예>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태양의 후
예> 스토리의 특성 중 가장 큰 특징인 판타지적 요소를 본 연구의 스토리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판타지는 기본적으로 실제 세계와 다른 가상의 세계를 제공
하여 현실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일탈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현실 삶의 활
력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을 토대로 현실의 인식 위에 존재하는 환상성
으로 정의된다(최기숙, 2007; Hume, 1984; Storey, 1993). 즉, 드라마 속에
서 판타지는 단순한 허상이 아닌 현실에서 있을 법한 혹은 현실을 바탕으로 만
들어진 허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콘텐츠의 판타지 스토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김운한·정차숙·최홍림(2013)의 브랜드 스토리의 허구성에 따른 스토리
몰입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토리의 허구성을 “스토리에 묘사된 행동이나 모
습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즉 판타지와 유사한
의미로 정의하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허구성이 스토리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공중 관계성 항목을 차용한 소비자-브랜드 관계성 항목
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아영, 동총, 최낙환
(2015)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적 상황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어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배우가 대리 실현성을 가지고, 스토리가 브랜드
를 연상시키며, 드라마의 심미성과 브랜드의 심미성이 일치해야 하는 조건들
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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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허구의 세계를 재현하는 판타지적 구성이 소비자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박신영, 2010). 임아영 외(2015)의 연구는 배우와 등장
인물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배우 자체의 유명세나 인지
도보다 드라마 스토리 내의 등장인물로서 배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
장이다. 이는 등장인물이 대리로 만족감을 주는 판타지 실현성은 드라마 스토
리의 판타지적 요소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토리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스토리 유형과 구조는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에서 차별화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의 역할
을 기반으로 판타지 스토리의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차별화된
스토리의 역할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의 스토리가 드라마
출연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적 요소가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출연배우의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브랜드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
등장인물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드라마의 주요 구성요인 중 하나
이다. 등장인물은 크게 주연과 조연으로 구별되는데, 주연은 드라마의 주인공
으로 스토리의 중심에서 주요 사건을 발생시키는 인물이다(정재우, 2012). 반
면 조연은 주로 주인공의 친구나 가족들로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주거나 사건에 휘말려 주인공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여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등장인물이다(정재우, 2012). 드라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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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의 선행 연구들도 주로 등장
인물의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스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itman, 1983;
Prag & Casavant, 1994; 김은미, 2003). 배우의 스타성은 배우가 가진 다방
면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등장인물에 관한 평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의 질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수행된 등장
인물에 대한 성격, 외모 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계량적 지표로 측정하는 것
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등장인물의 영향 관계에 관한 객관
화를 위해 등장인물에 대한 특성을 수용자와 등장인물의 자아일치성이라는 개
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비자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은 사람들의 제품 소비가 기능적, 상징적 가치를 고려하는데(Belk, 1988), 제
품의 기능적 이미지가 실용적 혜택을 고려한다면 상징적 이미지는 사용자의
개성 등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자아일치성(self congruity)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용자의 자아개념 이미지(self concept image)가 브랜드 이미
지(brand image)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irgy, 1982).
자아일치성 이론은 두 컨셉트가 유사할수록 브랜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브랜드를 구매할 때 인식하는 브랜드의 상징적 특징들이 개인의
자아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차원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자신
의 자아인식과 적합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를 선호한다(Aaker,
1997). 자아일치성 개념은 자아일치를 총 4가지로 구분하며, 이는 실제적 자
아, 이상적 자아, 사회적 자아, 이상적 사회적 자아가 그것이다(Sirgy & Su,
2000). 첫째, 실제적 자아일치는 소비자의 실제적인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사
용자 이미지 사이의 일치정도로 정의하며, 실제적 자아일치정도가 높을수록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실제 자아 이미지와 유사해진다. 즉 현실
속의 나의 이미지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적 자아일치는 소
비자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사용자의 이미지 사이의 일치
성이다.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높으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소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amal & Goode, 2001). 즉 현실의 내가 아닌 이

드라마의 판타지적 요소와 등장인물 자아일치성의 후광효과 15

상적인 나의 이미지에 적합해지기 위해 자아향상 욕구가 동기화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아개념과 이상적 사회적 자아개념이 있다.
각각 소비자가 가진 사회적 자아개념과 브랜드 이용자 사이의 일치정도, 소비
자가 가진 이상적 사회 자아개념과 브랜드 이용자 사이의 일치정도이다.
자아일치성은 광고 효과, 제품에 관한 태도, 브랜드 선택, 선호, 충성, 만족
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 행동의 측면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jerke & Polegato, 2006). 이를테면 관광 연구에서는 여행자
가 특정한 여행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동기가 여행자의 자아일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한다(Kastenholz, 2004). 동일한 맥락에서 드라마 소비자는 등장
인물과의 자아일치성이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
낙환 외(2016)는 관련 연구에서 드라마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출연 배우가 가
진 이미지에 따라 주인공의 이상적 자아 연결성이 강화되어 간접적으로 브랜
드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즉, 주인공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소비자와의 이성적 자아의 유사성이 브랜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통해 광고모델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소
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고모델이 드라마 등장인물인 경우
드라마 속 역할에 따른 후광효과에 의해서 수용자의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2. 드라마 주인공과 수용자의 자아일치정도가 출연배우의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
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드라마 주인공과 수용자의 자아일치정도가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드라마 주인공과 수용자의 자아일치정도가 브랜드태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드라마 주인공과 수용자의 자아일치정도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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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위계적 관계이다. 기존의 소비자 행동에 대
한 연구 결과를 통해 광고태도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tz, 1975), 또한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
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 의한 위계적 관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1. 광고 태도는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제안 모델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분한 배우를 광고에 출연시키는 경우 제품광고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드라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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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각각 드라마를 구성하는 요소인 사건과 등장인물이라는 요소를 각각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적인 요소와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 정도로 구분하여,
드라마의 특성에 따른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해 보았다.

1) 설문지 제작
본 연구는 2016년 2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8주 동안 방영되었던 드라
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인 유시진으로 분한 송중기를 모델로 기용한 인
쇄광고물을 실험물로 사용하였다. 실험물은 송중기가 연기했던 군인의 역할의
말투와 유사한 광고 카피를 사용하였으며, 유시진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제작
한 하이트의 맥주광고이다. 설문은 종영 2주 후에 진행되었기에 해당 등장인물
에 대한 이미지를 회상시키기 위해 설문지에 해당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송중기가 유시진으로 분한 이미지를 삽입하였다.

2)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1) 스토리의 판타지적 요소
본 연구는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판타지계열 영
화인 “7광구”를 텍스트로 질적 연구를 한 조해진(2012)의 연구에서 추출한 유
목 중 4가지를 차용하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태양
의 후예>의 스토리는 환상성을 가진다’,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장르컨벤
션(클리셰)이 있다’,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스펙터클하다’, ‘<태양의 후
예>의 스토리는 선형적 구조(기-승-전-결)를 가진다’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식으로 측정했으며, Cronbach Alpha값을 0.705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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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와의 자아일치
주인공인 유시진역으로 분한 송중기와의 자아일치 척도는 자아일치성 척도
(Sirgy et al, 1997)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실제적 자아일치를 묻는 항목 2개, 이상적 자아일치를 묻는 항목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 Alpha값은
0.890으로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다.
(3)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수용자 태도는 광고태도와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로 각각 3가지 항목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Putrevu & Lord, 1994), 각각의 Cronbach Alpha값은 광
고태도 0.937, 브랜드태도 0.855, 구매의도 0.927로 확인되었다.
표 1. 측정항목과 통계치
변인

측정항목

M

SD

적재치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환상성을 가진다.

4.17

0.91

0.83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장르 컨벤션(클리셰)이
있다.

3.65

0.98

0.70

3.65

1.03

0.74

3.22

0.99

0.61

3.67

0.96

0.71

“유시진(송중기)”은 현실적인 나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1.94

1.03

0.75

“유시진(송중기)”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나의 실제
이미지와 일치한다.

스토리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스펙터클하다.
판타지 요소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선형적
구조(기-승-전-결)를 가진다.
Index

2.39

1.12

0.90

등장인물과의
“유시진(송중기)”의 이미지는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일치
이미지와 일치한다.

2.67

1.22

0.91

“유시진(송중기)”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나의
이상적 이미지와 일치한다.

2.61

1.17

0.89

2.40

1.29

0.89

제시된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좋은

4.46

1.51

0.83

호의적이지 않은/호의적인

4.40

1.57

0.88

Index
광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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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항목

M

Index

부정적인/긍정적인
나에게 있어서 제시되는 브랜드는...
나쁜/좋은
브랜드태도 질 나쁜/질 좋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금전적 가치가 있는
Index

구매의도

SD

적재치

4.28

1.62

0.88

4.38

2.45

0.94

4.30

1.33

0.71

4.21

1.29

0.78

3.96

1.33

0.59

4.16

1.73

0.86

나는 그 브랜드를 살 것 같다.

3.27

1.62

0.84

다음에 제품이 필요할 때 그 브랜드를 구매할
것이다.

3.39

1.61

0.88

나는 정말로 그 브랜드를 사용해 볼 것이다.
Index

3.17

1.69

0.91

3.27

2.69

0.93

3) 설문 절차
설문은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대학교 학생 중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시청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
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설명하였다. 해당 설문 종료 후 연구자는 송중기를 모델
로 제작한 하이트 맥주의 포스터 광고를 제시하고 설문 대상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이트 맥주의 광고 포스터는 송중기를 메인 모델로 하여, “여러분은
이제부터 hite만 마십니다!”를 메인카피로 하여 송중기가 분했던 유시진 대위
의 말투가 연상되도록 제작되어졌다. 주류 상품은 미디어를 통한 광고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포스터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의 벽면에 부착되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가장 보편적인 광고형태이다.
설문에 응한 전체 응답 중 전체 설문 항목의 80%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불성
실한 응답 25부를 제외한 225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
성 147명(65.3%), 남성 73명(33.2%), 무응답 5명(2.2%)이었으며 연령의 경우
20~30세의 범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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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본 연구는 방영된 드라마의 후광효과가 이후 광고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해 설계되었다. 자세히는 드라마 스토리의 판
타지적 요소와 직접적으로 광고모델로 등장하는 드라마 등장인물로 분한 배우
와의 자아일치 정도가 수용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
다. 본 연구에서는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 적합도는 카이스퀘어(1,264.788)와 자유도(120)의 비율이 2.207로 나타
났고, CFI는 .942, NFI는 .900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73으로 확
인되어 최종모델로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차 연구 분석 모델을
최종 연구 모델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계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설 1
의 계수를 보면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수용자의 광고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H1: γ=.752, p<.01). 반면,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
소는 수용자의 브랜드 태도(H2: γ=-0.005, p>.05)와 구매의도(H3: γ=0.033,
p>.0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1은 지지되었
으나 가설 1-2와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드라마의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은 광고태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의 등장인물 송중기와의 자아일치성이 송중기가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송중기와의 자
아일치는 광고태도(H4: γ=.233, p<.05)와 구매의도(H6: γ=.199, p<.05)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랜드 태도(H5: γ=.0.001, p>.05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가설 2-1과 2-3은 지지되었지만,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드라마 등장인물과 자아일치정도는 드라마
등장인물과 일치하는 광고모델을 기용한 광고에 대한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라마의 판타지적 요소와 등장인물 자아일치성의 후광효과 21

가설 3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광고태도
는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
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드라마 스
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수용자의 구매의도에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드라마 스토
리의 판타지적 요소가 드라마에 등장했던 배우가 기용된 광고에 영향을 간접
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장인물 송중기와의 자아일치정도
는 구매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으며, 이는 드라
마에서의 배우가 가지고 있던 수용자와의 자아일치성이 드라마가 아닌 광고에
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림 2. 최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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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대상으로 드라마의 판타지적인 스토리와
주연배우인 송중기와의 자아일치성이 송중기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
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판타지 스
토리는 송중기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하지만 스토리 요인이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찾지 못하였다(가설 1-2, 가설 1-3). 주연배우 송중기와
의 자아일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또한 등장인물 자아일치가 구매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3). 광고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광고태도
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가설 3-1), 브랜드태도는 구
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2).
표 2. 최종 연구 결과
가설

가설 1

가설 2

가설 3

채택여부

가설 1-1

판타지 스토리

→

광고태도

채택

가설 1-2

판타지 스토리

→

브랜드태도

기각

가설 1-3

판타지 스토리

→

구매의도

기각

가설 2-1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

→

광고태도

채택

가설 2-2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

→

브랜드태도

기각

가설 2-3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

→

구매의도

채택

가설 3-1

광고태도

→

브랜드태도

채택

가설 3-2

브랜드태도

→

구매의도

채택

연구 결과는 학문적,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드라
마가 인기를 끌면 해당 드라마에 츨연한 배우는 드라마 종영 이후 광고주, 광
고회사로부터 많은 관심은 물론 실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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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경우도 주연인 송중기와 송혜교는 물론 조연으로 출연한 배
우들까지 많은 광고에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다. 드라마의 성공과 모델 활동은
거의 공식처럼 되고 있음에도, 해당 모델의 출연 작품과 이후 참여한 광고에
대한 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등의 소비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구체
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한 요인과 배우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후 출연한 광고에 대한 태도와 소비자 행동
에 연결되는 관계를 보여주어 드라마 주인공의 광고에서의 역할에 대한 실무
적인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적 요소는 광고태도에 강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드라마의 후광효과가 드라마의 주연배
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소비
자의 정보처리 단계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브랜드나 구체적인 행동의도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김운한, 정차숙, 최홍림
(2013)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스토리의 허구성이 몰입에는 영향을 주지만 브
랜드-소비자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판타지적 요소는 단기적인 광고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적인 영향을 준다. 이
는 판타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과 현실도피라
는 점 등이 수용자들에게 신뢰감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판타지라는 것이 1차적으로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간접적
으로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광고에 대한 초기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세부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태양의 후예>의 등장인물인 송중기와 수용자의 자아일치정도에
따른 수용자 태도는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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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맥주라는 제
품이 소비재로써 저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성공한 드
라마의 후광효과로 광고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저
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구매의도에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브랜드 태도에서는 실제 드라마와 제품 광고
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하이트의 브랜드 이
미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하이트는 부진한 판매에 시달
리고 있고 수명을 다한 브랜드로 이야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부진이 광고효과가 직접적으로 브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광고는 좋아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별개로 나타나
는 것은 실제 제품 브랜드를 활용한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자아일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는 연예인에 대한
이상적인 자아일치는 높지만 현실적이 자아일치 인식에서 거리감이 있어 나타
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변량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식 정도의 차이가 후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성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관계에서 경로효과의 차이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광고 태도에 대한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와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 요
소의 경로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등장인물보다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광고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상민과
여정성(2002)이 전체적인 브랜드의 후광효과가 세부적인 캐릭터의 후광효과를
비교했을 때, 브랜드의 후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갖는 종합적인 고려의 인식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드라마 스토리와 유사하게 전체적인 인식이다. 반면, 캐릭터의 경
우 스토리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스토리보다는 세부적인 특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가 등장인물과의 자아일치보다
광고태도에 있어 더 많은 후광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중
기가 광고에 등장하고 있지만 송중기가 자기와 이미지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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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광고에 대해 호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청했던 드라
마의 이미지가 종합적으로 광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드라마 스토리의 판타지 요소를 활용하여
드라마의 광고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새로운 시도이며, 단순히 드라마 스토리
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까지 고려한 드라마 후
광효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실무적으로 실제 광고
주들이 흥행했던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
로 활용가능하며, 광고모델 기용에 있어서 모델의 호감도와 드라마 스토리의
특성과 같은 광고모델 선택 기준의 일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와 유시진 역을 맡은
송중기라는 배우에 한정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 등장인물을 기용
한 광고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가 실험이 아닌 실제 드라마
와 제품 광고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외생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
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하이트맥주에 대한 사전 태도와 배우 송중기
에 대한 기존 인식이 본 연구의 광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설문의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 연령층에 연구 결과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본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한계로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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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effects of fantasy stories, congruence of the starring role
on advertising of the starring role. Main theoretical approach is the halo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fantasy stories and congruence
of the starring role influenced attitudes toward advertising. Congruence of
the starring role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s. Among advertising related
variables, attitudes toward advertising influenced attitudes toward the
brand, Hite, and attitudes toward the brand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s.
These results could provide academic implications focusing on consumer
associations between successful drama and drama-related advertising, and
managerial implications regarding strategic uses of drama starring roles as
advertising endor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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